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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오픈하우징(Open Housing)1)은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의 

피해 증가와 건조환경에서 환경보호요구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의한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장수명의 친환경적 주택

건설 해결방안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건물을 보다 장수

명화하기 위하여 하브라켄(Habraken)의 SAR 이론2)이 발

표된 이래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가변화하기 위

하여 많은 주택이 일본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실

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은 조기에 노후화되어 

신축 후 20년을 전후로 재건축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반복

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픈하우징이 거주자의 다양

성을 수용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으로 차후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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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서포트(Support)와 인필(Infill)로 구분하여 계획함으로

써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장수명화하기 위한 주

택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2) 네덜란드의 건축연구재단인 SAR(Society of Architecture 

Research)에서 발표한 것으로 오픈하우징의 시발점이 되었다. 

에 있어 비용절감 효과와 건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대

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픈하우

징은 벽체이동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의 한계성으로 제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구조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평면의 가변을 위한 간막이 

조립공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내에 오픈

하우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행작업으로 오픈하우징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유형적 분

석을 통하여 연구의 폭을 넓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픈하우징과 관련된 구조적 특

성에 관하여 유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픈하우징의 구조

적 유형을 설정하는데 있다. 

1.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하

다. 유형분석을 위한 문헌이나 사례의 선택은 가변형 주택

계획 관련 논문, 건축잡지, 보고서, 단행본 등의 문헌에서 

가변성을 적용한 개념이 포함된 문헌과 웹써치로서 수집하

다. 먼저 가변형 주택계획 관련 문헌에서 가변요소와 이

에 관련된 내용을 내용분석함으로써 분류기준을 일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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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 다. 다음으로는 각 기준 내에서 이에 관련된 내

용을 세부적으로 내용분석 함으로써 가변구조의 유형을 체

계적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변구조의 유형을 

점차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가변형 주택의 사례와의 

피드백 검토를 통해 비중복성과 포괄성을 검토함으로써 최

종적인 가변구조의 유형을 설정하 다. 

2. 문헌고찰

2.1 국내외 오픈하우징의 연구와 개발 현황 

오픈 빌딩은 건축부재의 표준화, 부품화, 공업화가 이루

어진 후에 이들 건축부재로 구조체(Support)와 비구조체

(Infill)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건물이다. 오픈빌딩

은 수요지향적인 단지 및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세계시장에 도래한 가장 최상의 건축

기술, 정보관리, 건설방식과 결합된 수단3), 혹은 다양성, 가

변성, 생산물의 질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건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디자인과 시공의 혁신적인 접근방

법4)으로 정의된다. 

오픈빌딩의 개발은 현재 세계 여러나라로 빠르게 전개되

고 있으며 공공건물로부터 주택으로 점차 이슈화되고 있

다. 이는 과거의 대량생산된 주택에 대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주택에 대한 현대의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오픈빌딩의 원리를 오픈하우징에 적용

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

된 SAR에서의 연구성과를 계기로 각국의 실정을 고려한 

연구와 설계수법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오픈하우징에 관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CIB의 

바켄(Wim Baken)은 TG26이라는 국제적 그룹을 결성하여 

오픈빌딩을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와다(Seiji 

Sawada), 미국의 켄달(Stephen Kendall), 네덜란드의 데커

(Karel Dekker) 등은 국제적 그룹을 결성하여, 이 그룹은  

켄달과 티우리(Ulpu Tiuri)의 지휘 하에 속적 그룹인 

W104로 변경되어 오픈빌딩에 관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

고 있다5).

네덜란드에서는 SAR 이후 비 리단체인 ‘OBS(Open 

Building Society)'가 1980년대에 조직되어 SAR에서 주창

한 서포트와 인필의 이론을 실행하 으며 이에 따라 SAR 

연구성과의 실용화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게 되었

다. 실무에 대한 전개활동으로는 SOB와 IOP-BOUW이 중

심이 되어 활동하 고,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델

프트(Delft) 공과대학과 아인트호벤(Einthoven) 공과대학

에서 오픈하우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SAR의 연구를 일본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

켜 SI주택을 탄생시켰다. 현재 OBOM 팀의 연구를 바탕으

3) www. agilearchitecture.com/openbuilding/main1.htm

4) http://www.bensonwood.com/toc.html

5) CIB W104에는 현재 유럽, 미국, 아시아 17개국, 40명의 회원

으로 구성되어 해외의 여러 회원들 간에 오픈빌딩의 실천적 

기술에 대하여 연구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빌딩에 관한 

국제적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로 주택도시정비공단에서 1973년부터 실시한 KEP(Kodan 

Experimental Housing Project)와 CHS(Century Housing 

System), 건설성의 NPS(New Planning System), 90년대 

Next21 및 KSI로서 오픈 하우징에 대한 연구의 실증적 실

험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6)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오픈하우징에 관한 연구는 주거 

건축물의 물리적인 측면의 가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

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공업화 주택과 관련된 연구와 

병행하여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고 있다7).

그러나 국내의 오픈하우징에 대한 연구는 공간의 가변화

를 위한 다양한 연구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기준

으로 구조체의 조립공법에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선행되

고 있다. 따라서 가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

이 부족하고 고정된 유니트 내에서 평면변화의 개발안을 

제안하거나 구조체 형식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이다. ‘건설

기술연구원’이나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가동 경량 칸막이

나 수납형 벽체를 통한 가변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고정요소의 한계를 크게 봄으로써 부분적인 가변에 그치고 

있으며8)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벽체의 평면이동 등 기초

적인 방법론만을 다루고 있어 한정성을 보이고 있다.

2.2 오픈하우징의 가변요소와 가변요인

오픈하우징에서 가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변요소

와 고정요소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의 가변구조

를 설정하는 것은 건축의 어떠한 요소들을 고정요소로 보

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9). 특히 

주택의 경우 구성 요인이 매우 많으므로 고정부분을 명확

하게 설정함으로써 가변공간을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한편 가변요소와 같이 혼돈하여 쓰이는 용어로는 가변요

인이 있다. 그러나 가변요인이란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게 

하는 원인이며, 가변요소는 가변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인

자의 의미이다. 이러한 가변요인으로는 가족구성방식, 생

활방식, 가족주기, 동거세대수 등과 같은 사회적인 원인과 

가구원의 수, 계절, 기능상의 면적 부족 등 물리적인 원인

을 들 수 있다. 또한 가변요소로는 방의 면적, 실 간의 벽

의 방식, 경계의 형태, 가구의 배치, 실간 배치 방식, 설비

나 조명, 난방 등과 같은 계획요소를 들 수 있다10). 

이러한 맥락에서 가변구조에 대한 유형은 고정 및 가변

요소의 가능한 모든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며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가변형 주택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분석틀이 개발되어질 수 있다. 

6) 이용규 외 2인(2003, 01). Open Building System 주택의 공급

방식을 위한 Skeleton & Infill 기술의 분석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v.19 n.1 p.34

7) 김수암(1993). 공동주택의 가변형주호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

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8) 심재경(1993). 소형 아파트의 가변형 내부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9) 앞의 책. p.17

10) 장원석(2002). 가족생활주기 분석을 통한 가변형 아파트의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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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변구조의 유형

가변구조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가변요인과 가변요

소를 구분하고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요소별로 구분하여 

이의 내용분석으로 가변구조의 유형을 파악하 다. 

문헌에서 나타난 공간계획의 요소 중 언급된 가변요소

의 어휘를 내용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세부적으로 

계획적 요소, 구조적 요소, 설비적 요소로 구분되었다. 

구분된 세가지 기준 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유형

을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변요소의

추출

계획적 요소

구조적 요소

설비적 요소

계획적 요소

구조적 요소

설비적 요소

문헌에서 나타난 가변형 공간

계획의 요소 중 가변요소의

어휘와 세부내용을 내용분석

그림 1. 가변요소의 추출과 세가지 분류

  

3.1 계획적 요소의 유형

계획적 요소에 관한 내용은 크게 주호면적 및 형상, 실

구성방식, 주호 외부요소와의 관계, 고정요소와 가변요소

의 조합방법에 관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기준별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하여 유형분류기준을 설정하

으며 설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호의 면적 및 형상

주호의 면적 및 형상에 관해서는 주호의 면적, D/W비, 

균질 및 분절, 주호의 전면과 후면 폭의 동일성에 따른 

평면형상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기준이 설정되었다.

① 주호의 면적

주호는 주거생활에 이용되는 기능을 만족할 만한 최소

한의 공간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주호의 면적은 가변성의 

정도와 가변 가능성을 한정하여야 된다. 이는 다양한 주

호의 면적들 중 가변성의 효과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을 도출함으로써 적정한 범위 속에서 가변형 주거가 

개발되기 위함이며11), 실 구성의 변환시 계획에 유리한 

규모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주호의 면적은 

가변시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주호

면적의 고정과 인접주호의 일부공간을 통합 혹은 분리하

는 경우, 좌우 2세대 주호 통합, 상하 2세대 주호 통합, 3

세대 이상의 주호 통합의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② D/W비

주호의 형상은 동일 면적이라도 그 형상에 따라 가변

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주호의 깊이(D)와 전면폭(W)

의 비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주호의 거주환경과 실의 구

성형태에 향을 미친다. 특히 일정범위의 D/W비에 따라 

실의 구성형태(LDK)와 고정부분의 설정 등의 특정방향으

로 주호의 가변화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픈하우징에서 

D/W비의 결정은 중요한 물리적 요소이다. 예로서 평면형

11) 구본재(1996).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

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12) 서혜정(2002). 도시집합주택의 가변성 적용에 관한 연구. 숭

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7-78

상의 비가 1：1인 경우(D/W= 1)에서 가변성의 정도가 

증가하며13),  D/W의 비가 클 경우(D/W>1) 용적율이 증

가하나 실내부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D/W의 비가 작

을 경우(D/W< 1) 용적율은 저하되나 주호의 거주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14). 따라서 평면계획상에서 유효한 가변성

을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D/W비를 산정하여 주호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크게 D/W비가 1 근처인 

정방형, D/W비가 1 초과인 깊은 장방형, D/W비가 1 미

만인 긴 장방형의 세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형

태와 그 주호형태에서 실 구성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③ 균질 및 분절

주호의 형상에 관해서 주요한 측면은 균질형과 분절형

이다. 균질형이란 가능한 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가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수의 조정, 실의 넓이 조정 

등 양적인 요구에 대응한다. 분절형이란 단위세대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규모와 성격이 몇 개의 공간으로 

분절하여 거주자의 개성에 대응한 다양한 실용도의 구성

이 가능하고 실의 넓이에 대한 요구, 격리 정도에 대한 

요구, 커뮤니티 지향 또는 프라이버시 지향 등 생활의 질

적인 요구에 대응한다15). 이들 각각은 가변계획과 관련하

여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단위세대의 형상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본이 된다. 

  

                 (a) 균질형                   (b)분절형

그림 2. 균질형과 분절형의 모델평면16)

④ 주호의 전면과 후면 폭의 동일성에 따른 평면형상

가변계획에서 평면형의 변환시 전후면의 베이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구법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전후면의 베이 

구성체계가 서로 다른 구성방식을 지녀야 상대적으로 가

변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17). 따라서 주호의 전면폭

과 후면폭이 동일하느냐의 여부도 가변계획에 관련된 주

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전후면의 폭이 동일한 경

우와 전후면의 폭이 상이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3) 김수암(1993). 공동주택의 가변형주호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

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ⅵ

14) 구본재,(1996).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

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2-23

15) 서혜정(2002). 도시집합주택의 가변성 적용에 관한 연구. 숭

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7-83

16) 대한주택공사(1994, 12). 소형공동주택 수납벽체 시스템 개발

연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4, 79-80

17) 서혜정(2002). 도시집합주택의 가변성 적용에 관한 연구. 숭

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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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후면 폭 동일           (b) 전후면 상이

그림 3. 전후면 폭의 동일성의 유형18) 

2) 실 구성방식

실 구성방식에 관해서는 실 개수 및 규모에 관한 내용

과 LDK 구성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① 실의 개수 및 규모

실의 규모는 인간의 활동 및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치수이며 침실의 개수는 취침분리 및 가족성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변시 침실의 크기별 종류, 가족형에 따른 

필요 침실수가 정의되어야 침실수의 변환범위 및 방식이 

결정된다19). 실개수 및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실배치는 

유지되며 실개수 및 규모가 고정되는 유형, 실배치는 유

지되나 실개수 및 규모가 변경되는 유형, 실배치와 실개

수 및 규모가 모두 변경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LDK 구성방식

실 구성방식은 동일한 침실수를 유지한다고 해도 실의 

구성방식에 따라 주택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의 

가변에 중요한 요소이며20), 특히 LDK 구성방식에 따라 

공간구성은 많은 향을 받는다. 주호의 가변시 LDK 구

성방식에 따른 유형은 실 배치의 변화 없이 LDK 구성방

식의 유지, 실 배치는 변화하나 LDK 구성방식은 유지, 

LDK 구성방식의 변경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주호 외부요소와의  관계

주호외부요소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주호의 출입방식과 

외벽 창의 배치형태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① 주호의 출입방식 

집합주택에서 출입구는 고정요소로서 한번 위치가 설

정되면 내부공간의 배치가 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호의 

출입방식에 따라 가변의 상황이 좌우되며 주동 내에서 

주호로 출입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단실형은 현관의 위치가 계단의 위치 및 코어에 

연관되므로 고정요소로서 실 구성에 큰 향을 갖는다. 

편복도형에서 현관의 위치는 후면 복도의 위치에 연관되

므로 후면에 위치된 실의 폭에 향을 준다. 중복도형은 

1면에 개구부가 있는 유형이며, 주동분리형은 공용복도를 

주동에서 분리시키는 등 각 주호로 출입하는 개별 진입

로를 설계하는 방식이며, 타워형은 2면에 직각방향으로 

18) 대한주택공사(1994, 12). 소형공동주택 수납벽체 시스템 개발

연구. 서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p.81

19) 김수암(1993). 공동주택의 가변형주호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

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76-294

20) 홍재경(1994).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가변형에 관한 연구.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4-55

개구부가 있는 것이다21). 따라서 주호의 출입방식은 그림 

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a) 계단실형 (b) 편복도형

(c) 중복도형 (d) 타워형

그림 4. 주호의 출입방식 유형22)

② 외벽 창의 배치

외벽의 창문배치는 실의 분할 및 조정시, 외벽의 디자

인시 관계되는 부분이며, 가구의 배치나 실내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에도 향을 미친다. 가변계획에 있어서 외

벽 창은 실 분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치와 크기를 정

해야 한다. 예로서 계단실형, 복도형, 반계단실형에서 전

면 개구부인 거실과 안방의 개구부는 가변에 지장이 없

으나 후면의 실과 주방 등의 창과 개구부는 외벽체의 가

변으로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23). 이와 같이 외벽 창의 

배치는 가변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며 실내의 배

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적 요소로서 변경 불가능한 

경우, 외벽 창의 위치는 고정되나 창의 크기 등 일부 변

경 가능한 경우, 외벽 창의 위치나 크기 모두 변경가능로 

분류할 수 있다.

4) 고정/가변요소의 조합방법

고정요소와 가변요소의 조합방법에 관해서는 고정부분

의 배치형태가 가변에 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이다.  

① 고정부분의 배치형태

가변시 고정부분의 구성위치에 따라 주택의 평면형은 

일체형, 2분할형, 분절형, 중앙고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24). 일체형은 고정부분을 주호의 코너부분으로 분리한 

것으로 가변의 폭을 최대로 할 수 있으나 조작상의 문제, 

실성격의 불분명 등이 문제점으로 남게 되어 가변의 효

과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 2분할형은 고정부분을 

주호의 중심부에 분산한 경우로 고정부분이 중심부에 있

어 가변성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각 실의 일부에서 안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분절형은 고정부분을 평면의 중심

부에 둠으로써 가변성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반면, 조작

이 쉽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변성이 증대되는 경우이다. 

21) 유형의 설정은 김수암(1993), p.278; 구본재(1996), pp.23-24; 

대한주택공사(2002). pp.46-47에서 관련내용을 연구자가 재

분석하여 설정하 다.

22) 구본재(1996),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

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23) 서혜정(2002) 도시집합주택의 가변성 적용에 관한 연구. 숭

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82

24) 유형의 설정은 박용환(1986, 08); 장윤정(1993); 김성기(1987)

에서 관련내용을 연구자가 재분석하여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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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정형은 공간의 중심에 고정요소가 배치되어 공간

이 고정요소를 중심으로 분리되는 경우이다. 

가변부분

고정
부분

고정
부분

가변부분

가변부분

고정부분 고정
부분

가변부분

     (a) 일체형    (b) 2분할형    (c) 분절형    (d) 중앙고정형

그림 5. 고정부분의 배치형태 유형25)

이상의 계획적 요소의 유형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계획적 요소의 유형 종합

구    분 가변관련 유형내용

주호

면적 및 

형상

주호의 

면적

① 주호면적의 고정

② 주호면적의 수평적 변경

③ 주호면적의 수직적 변경

④ 주호면적의 수평적, 수직적 변경

 D/W비

① D/W 비가 1 근처인 정방형

② D/W 비가 1 초과인 깊은 장방형

③ D/W 비가 1 미만인 긴 장방형

균질 및 

분절

① 균질형 

② 분절형 

전후면 

폭

① 전후면 폭 동일

② 전후면 폭 상이

실 구성 

방식

실의 

개수 및 

규모

① 실배치 유지/실개수 규모 고정

② 실배치 유지/실개수 규모 변경

③ 실배치 변경/실개수 규모 변경

LDK 

구성방식

① 실배치 유지/LDK구성방식 유지

② 실배치 변경/LDK구성방식 유지

③ 실배치 변경/LDK구성방식 변경

주호 

외부

요소와의  

관계

주호의 

출입방식

① 계단실형 

② 편복도형 

③ 중복도형

④ 주동분리형 

⑤ 타워형 

⑥ 기타

외벽 

창의 

배치

① 실내의 배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변

경 불가능

② 위치는 고정되나 크기의 변경 가능

③ 위치나 크기의 변경가능

고정/

가변

요소의 

조합방법

고정부분

의 

배치형태

① 일체형

② 2분할형

③ 분절형

④ 중앙고정형

⑤ 기타

25) 김종호(1999), 아파트 가변형 평면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3.2 구조적 요소의 유형

구조적 요소란 가변성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요소기술

에 관련된 요소이다. 스켈레톤의 경우 골조의 장수명화와 

인필에 대한 수용능력 향상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인

필의 건축요소기술은 다양한 주요구 수용을 위한 적극적

인 가변성능의 향상과 인필의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한 

일반성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주성, 시공성, 친환

경성 등이 주 테마를 이루고 있다26) 구조적 요소에 관한 

유형화는 구조방식과 구조요소기술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방식에 관해서는 구조방식의 종류에 관하여 

유형을 분석하고 구조요소기술에 관해서는 보/슬라브 관

련기술과 벽체 관련기술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구조적 

요소의 유형을 설정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방식

이에 관해서는 구조방식의 종류에 관하여 설정하 다.

① 구조방식의 종류

가변성을 위한 구조방식은 가급적 공간 내에 내력벽을 

줄이고 장스팬의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함으

로써 자유로운 공간계획이 가능한 대형 슬라브 기술을 

사용하여 장스판 슬라브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수명화 하기 위한 골조의 내구성과 내진성을 

향상하려는 요소기술이 개발되고 있다27). 

가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구조방식은 벽식

구조, 라멘구조, 벽식라멘구조, 벽식 Flat Slab 구조, 특수

수구조28)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29).

    

      (a) 벽식라멘구조          (b) 벽식 Flat Slab 구조

(c) 보이드 슬라브

(d) 에스렌보이드 슬라브

(e) 언본드 슬라브

(f) Tri Columns Fram

 (g) Staggered-Wall-Beam구조

그림 6. 구조방식의 종류에 관한 유형30)

26) 이용규 외 2인(2003, 01). Open Building System 주택의 공

급방식을 위한 Skeleton & Infill 기술의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9 n.1 pp.37-38

27) 앞의 책. p.37

28) 대형 Slab를 얻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지는 특수공법으로는 

보이드 슬라브, 에스렌보이드 슬라브, 언본드 슬라브, Tri 

Colimns Frame, Staggered-Wall-Beam 구조가 있다.

29) 유형의 설정은 구본재(1996); 김수암(1993); 서혜정(2002)에

서 관련내용을 연구자가 재분석하여 설정하 다. 



오픈하우징의 구조적 유형화에 관한 연구 / 모정현 ․ 이연숙

Journal of the KIEAE Vol. 4, No. 3  2004. 950

2) 구조요소기술

구조요소기술에 관해서는 보/슬라브 관련 기술과 벽체

관련기술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석하 다. 

① 보/슬라브 관련기술 

공간의 가변을 위한 보/슬라브 관련기술31)에 관해서는  

보와 보 사이에 반자를 설치하여 전기설비 활용공간 및 

수납공간으로 이용하는 일반보, 보 중간부위에 슬래브가 

접합되도록 하여 슬래브 상, 하부 모두에 각종 설비공간

으로 이용하는 중간보, 보의 하부에 슬라브를 접합시켜 

슬래브 상부와 바닥마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는 

역보, 그리고 이들의 역보의 혼합사용기술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a) 일반보 사용기술      (b) 중간보 사용기술

   (c) 역보 사용기술

   

     (d) 혼합사용기술

그림 7. 보/슬라브 관련기술에 대한 유형32)

② 벽체 관련기술

공간을 가변화하기 위한 기술은 벽체의 이동이 대표적

이며 이동가능한 벽체로 각 실의 구획변화를 가능하게 한

다. 대부분의 가동 비내력벽체는 내부벽에 사용하고 세대

간의 간벽만을 구조체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대간

의 간벽도 이동 가능하여 주호의 확장이 가능한 유형도 

있다. 가변의 수법으로서 벽체는 판넬형 벽체와 수납형 

벽체를 적용할 수 있다33). 판넬형 벽체는 비내력벽 부위

에 사용되어 공간을 구획하거나 마감용으로 사용되는 경

량벽체로서 경량이면서 마감이 용이하며 취급이 편리하

다. 수납형 벽체는 수납 벽체를 이용한 것으로 접합방식 

뿐 아니라 가변공간의 선정과 각 공간의 위치관계를 사

전에 고려해야 하며 차음성과 차광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분류방법으로 두 공간의 구성방식을 공유하는 경

계의 강도에 따라서 융합형, 간섭형, 독립형의 유형이

다34). 융합형은 두개의 공간사이에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차폐성이 아주 약한 경계를 두는 경우로서 두 개의 

30) 구본재(1996). 가변형 공동주택의 주거변형에 관한 연구. 경

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31) 대한주택공사(2002). 오픈하우징 시스템 개발연구 1. 서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pp.41-42를 기초로 연구자가 

유형을 설정하 다.

32)  앞의 책. p.41

33) 홍재경(1994).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가변형에 관한 연구. 중

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6

34) 장원석(2002). 가족생활주기 분석을 통한 가변형 아파트의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0

공간을 언제든지 용이하게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간섭형

은 두 공간사이에 차폐성이 비교적 약한 경계를 두는 경

우로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며 상대방 공간에 간

섭적인 향을 미치지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독립

형은 두개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으며 출입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

을 바라보는 경우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단위주거 내에서 실의 재분할이나 결합, 연결 

등과 같은 공간상의 변화는 이를 구획하는 벽체에 대한 

이동이나 설치, 제거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

고, 이러한 행위를 거주자 스스로가 별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을 때만이 주거의 가변성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

로 가동 칸막이벽인 가변성의 개념을 위한 필수적 요소

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동형 벽체시스템의 요소

기술의 유형은 가동벽체의 이동으로 두 공간의 프라이버

시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독립형벽체 가변기술, 가

동벽체가 수납형 벽체인 수납형벽체 가변기술, 가동벽체

가 차폐가 가능한 융합형벽체 가변기술, 이상의 경우가 

혼합된 혼합형벽체 가변기술, 그리고 기타의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상의 구조적 요소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구조적 요소의 유형 종합 

구    분 가변관련 유형내용

구조

방식

구조 

방식의 

종류

① 벽식구조

② 라멘구조 

③ 벽식라멘구조 

④ 벽식 Flat Slab 구조

⑤ 특수구조 

⑥ 기타

구조

요소

기술

보/ 

슬라브

① 일반보 사용기술

② 중간보 사용기술

③ 역보 사용기술

④ 혼합사용기술

⑤ 기타

벽체

① 독립형 벽체 가변기술

② 수납형 벽체 가변기술

③ 융합형 벽체 가변기술

④ 혼합형 벽체 가변기술

⑤ 기타

3.3 설비적 요소의 유형

설비적 요소는 가변형 주택의 구조에 있어서 고정요소

의 설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설비적 요

소에 관한 유형분석 결과 가변과 관련된 주요한 유형분

류기준으로는 덕트활용방식과 Wet Zone35)의 가변방식에 

관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설정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35) 물을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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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트의 활용방식

덕트의 활용방식은 수직덕트 활용기법과 수평덕트 활

용기법으로 분류하여 유형을 분석하 다.

① 수직덕트 활용기법

수직덕트는 상, 하층의 고정요소로서 내부에 설치하거

나 외부에 설비 타워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의 가변에 관

계없이 설비를 상하로 연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36). 수직

덕트의 위치는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공간가변의 활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요소이며 시공성이 좋으며 유

지관리가 용이하지만 wet zone의 범위가 다른 유형에 비

해 좁아서 공간의 가변성이 적은 외부돌출형, 외벽면에 

면하고 있어서 시공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덕트부분

이 실내에 있어 공간활용성이 떨어지는 내부돌출형, 실내

에 덕트가 위치하여 시공성과 공간활용성이 떨어지나 

wet zone의 범위가 돌출형보다 넓으므로 공간의 융통성

이 우수한 중앙형, 그리고 이들의 혼합인 혼합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37). 

 

 (a) 외부돌출형      (b) 내부돌출형         (c) 중앙형

그림 8. 수직덕트 활용기법 유형38)

  

② 수평덕트 활용기법

공간의 가변성을 증대하려면 wet zone의 가변이 필요

하며 이는 설비덕트를 수평적인 요소로 치환함으로써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 PIT는 상층과 하층의 

설비 존을 분리시킴으로써 Wet Zone의 가변에 대응하도

록 한다. 수평덕트의 활용기법은 슬래브 상부에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되는 지점에 건식부품으로 수평덕트를 설

치하는 노출형, 슬래브 시공시 미리 슬래브 하부방향으로 

요철모양으로 구성하여 요철모양의 수평덕트를 설치하는 

요철형, 역보를 이용한 이중바닥을 형성하여 수평덕트 공

간을 확보하여 가변이 용이하게 하나 높은 층고가 요구

되는 이중바닥형, 그리고 이들의 혼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9).

       

    (a) 노출형          (b) 요철형         (c) 이중바닥형
그림 9. 수평덕트 활용기법 유형40)

36) 심재경(1993). 소형 아파트의 가변형 내부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37) 대한주택공사(2002). 앞의 책. 오픈하우징 시스템 개발연구 

1. 서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p.44를 참조하여 연

구자가 유형을 설정하 다. 

38) 앞의 책. p.44

39) 앞의 책. p.44에서 유형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분석하 다.

2) Wet zone의 가변방식

Wet zone의 가변방식은 wet zone의 구성방식과 wet 

zone의 이동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① Wet Zone의 구성방식

Wet zone은 현재까지 주요 고정요소 으나 배관이 2중

바닥의 하부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가변이 가

능하다. Wet zone을 가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방식들을 보면 배수관을 1/100이하의 완만한 구배가 가능

토록 한 압송배수시스템은 이중바닥을 낮은 높이로 설치

할 수 있게 하여, 층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걸레

받이 배선이나 코너의 집중배관과 같은 설비배관의 위치

이동은 위생시설의 가변이 가능하게 하 고, 바닥위에 경

량벽체를 설치하는 바닥 선시공형 내장공법은 자유로운 

실 구획을 가능하게 하 다. 또한 온수식 패널 바닥난방

공법과 바닥마감 착탈공법 등의 시공성이 좋은 요소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41). 이처럼 wet zone의 구성방식은 

공간의 가변에 큰 향을 미치며 이를 분류하면 주호 내

부에 분산되는 유형, 주호 중앙부에 집약되는 유형, 주호 

경계벽에 집약되는 유형, 코아부분에 결합되어 집약한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Wet zone의 이동여부

Wet zone의 이동여부에 관한 유형화는 크기 및 위치의 

고정, 일정범위내 가변, 크기 및 위치의 자유변경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설비적 요소의 유형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설비적 요소의 유형 종합

구    분 가변관련 유형내용

덕트 

활용

방식

수직덕트 

활용기법

① 외부돌출형

② 내부돌출형

③ 중앙형

④ 혼합형

⑤ 기타

수평덕트 

활용기법

① 노출형

② 요철형

③ 이중바닥형

④ 혼합형 

⑤ 기타

Wet 

Zone  

가변

방식

 Wet 

Zone의 

구성

① 주호 내부에 분산

② 주호 중앙부에 집약

③ 주호 경계벽에 집약

④ 코아부분에 결합되어 집약

Wet 

zone의 

이동여부

① 크기 및 위치 고정

② 일정범위내 가변

③ 크기 및 위치의 자유변경

40) 앞의 책. p.44

41) 이용규 외 2인(2003, 01). Open Building System 주택의 공

급방식을 위한 Skeleton & Infill 기술의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9 n.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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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주택을 서포트와 인필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오픈하우징

은 거주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으로

서 건물의 물리적 수명을 연장시키고 차후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등에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건물

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벽체이동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범

위에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접근방법이 한계성을 드러내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 특

성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가변요인과 

가변요소를 구별하고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요소별로 구분

하여 각각의 가변요소의 분석을 통해 가변구조의 유형을 

설정하 다. 

가변구조의 유형분석을 위해 문헌을 통해 가변요소의 어

휘와 세부내용을 내용분석하여 가변요소를 추출하 으며 

이를 다시 계획적 요소, 구조적 요소, 설비적 요소로 분류

하 다. 계획적 요소는 주호면적 및 형상, 실구성방식, 주

호 외부요소와의 관계, 고정요소와 가변요소의 조합방법에 

관한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구조적 요소는 구조방식과 구

조요소기술로, 설비적 요소는 덕트활용방식과 Wet Zone의 

가변방식에 관한 범주로 분류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세부

유형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 가변구조의 특성을 유형적으로 분석하여 계

획적, 구조적, 설비적 측면에서 공간의 가변에 향을 주는 

변수들이 도출되었다. 설정한 가변구조의 유형은 국내외 

오픈하우징의 이해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분석근거 및 

평가도구로서의 활용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가변형 주택의 

경향을 유형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경향분석이나 비교분

석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된 

유형들은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더 많

은 방법과 유형이 개발되고 재분석되며 가변형 주택에 대

한 이론과 방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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